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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[출제의도] 건강 표현하기
A: 너 어디 아프니? a. 너 얼굴 빨간 것 좀 봐.
B: 나는 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고, 열이 나고, 기

침도 해.
A: 너 감기에 걸렸나 봐, c.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. 

안 가면 감기가 더 심해질 거야.
B: 그럴 필요 없어, 나는 이미 약을 먹었어, b. 조금 

지나면 좋아질 거야.
17. [출제의도] 걱정, 위로 표현하기

A: 보아하니 비가 내릴 것 같아.
B: 난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, 어떡하지?
A: 내가 우산을 가져왔으니 괜찮아, 이 우산이 커서, 

둘이 쓸 수 있어. 
① 비가 안 올 거야 ② 너 혼자 돌아가 ③ 너 이렇게 
하면 안 돼 ⑤ 나도 우산 가져오는 것을 깜박했어

18. [출제의도] 정보 전달 표현하기
A: 이 식당은 며칠 전에 새로 개업했어, 너 가 봤니?
B: 안 가 봤어. 이 집의 우육면(소고기 국수)이 매우 

유명한데, 매일 백 그릇만 만들고 다 팔리면 문을 
닫는대.

A: 그저께 나도 한번 갔었는데, 한 시간이나 기다려
서 겨우 먹었어.

19. [출제의도] 학교생활 표현하기
A: 벌써 11시야, 왜 아직 안 자니? 
B: 내일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아직 다 못 했어요.
A: 너무 피곤해 보인다, 먼저 자고, 내일 일찍 일어나

서 다시 하렴.
B: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네요, 지금 계속 써 봤자 

다 못 해요.
① 이미 제출했어요 ③ 있는 것은 시간뿐이에요 ④ 딱 
한 번의 기회만 있어요 ⑤ 오늘 꼭 다해야 해요

20. [출제의도] 반대 표현하기
A: 방금 샤오왕과 왜 인사하지 않았어? 너희들 사이

가 안 좋아진 거야?
B: a. 아니야 / d.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, 내가 오늘 

안경을 쓰지 않아서 사람이 잘 안 보여.
b. 당연하지 c. 누가 아니래

21. [출제의도] 속담 표현하기
A: 미안해, 이번에도 너를 귀찮게 했네.
B: 우린 오랜 친구잖아. 중국에는 ‘옷은 새 옷이 좋

고,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다’는 말이 있어, 무슨 
일 있으면 날 찾아와.

① 한 번 웃으면, 십 년 젊어진다 ② 오래된 것이 가
지 않으면,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다 ③ 뛰는 놈 위
에 나는 놈 있다 ④ 해가 서쪽에서 뜬다

22. [출제의도] 중국의 언어문화 이해하기
A: 어제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, 정말 기뻐.
B: 너는 문자 보낼 때 자주 글자를 잘못 치더라. ‘우리 

팀’의 ‘对’는 이 한자가 아니라, ‘队’야. ‘정말 기뻐’
의 ‘级’도 틀렸어, ‘极’야.

A: 중국어에는 (a) 발음은 같은데 (b) 의미가 다른 
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

23. [출제의도] 중국의 도시 문화 이해하기
선전은 중국 광둥성에 위치하며, 인구는 약 1,700여

만 명이다. 이전에는 작은 도시였으나, 1980년 중국의 
첫 번째 경제 특별 구역이 된 후, 발전하기 시작했다. 
지금은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대도시 중 하
나이다. 선전에는 세계의 창, 금수 문화 민속촌 등 즐
길 만한 곳이 많다.

24. [출제의도] 중국의 복식 문화 이해하기
A: 이 모자는 모양이 정말 이상하다! 모자의 좌우 양

쪽에 긴 귀가 있는 것 같아.
B: 이것은 송(宋)대 관리가 쓰던 전통 모자로, 长翅帽

라고 불러.

25. [출제의도] 중국의 차 문화 이해하기
푸얼차는 중국 윈난성의 특산품으로, 이미 2천여 년

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. 푸얼차는 몸에 좋을 뿐만 아
니라,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중국인 외에 
많은 외국인도 즐겨 마신다. 푸얼차는 일반적으로 오
래될수록 가격이 더 비싸다.

26. [출제의도] 중국의 인물 이해하기
모옌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로, 1955년에 산둥성

에서 태어났다. 그는 ≪붉은 수수밭≫, ≪개구리≫, 
≪열세 걸음≫ 등의 많은 소설을 썼다. 1987년에 쓴 
소설 ≪붉은 수수밭≫은 영화로 제작되었으며, 많은 
나라에 소개되었다. 그의 소설 ≪개구리≫를 통해 중
국의 과거 인구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 2012년
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, 중국인으로서는 처음
이었다.

27. [출제의도] 어순 이해하기
A: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, 나에게 10 위안을 

빌려줄 수 있어?
B: 문제없어.
‘借’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‘주어+술어(동
사)+간접 목적어(사람)+직접 목적어(사물)’의 순으
로 표현한다.

28. [출제의도] 결과보어 이해하기
‘洗澡’는 ‘동사+목적어’ 구조의 이합사로 결과보어 ‘完’
은 동사 ‘洗’ 뒤에 위치한다. → 我洗完澡就睡觉了。

29. [출제의도] ‘是~的’ 용법 이해하기
c. ‘是~的’ 강조 구문의 긍정형에서는 ‘是’를 생략
할 수 있으나, 부정형에서는 ‘是’를 생략할 수 없
다. → 他是今天来的，不是昨天来的。d. ‘是~的’ 강조 
구문에서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‘的’ 뒤
에 올 수 없다. → 我是在上学的路上见到她的。

30. [출제의도] ‘了’ 용법 이해하기
b. 항상 일어나는 동작이나 완료를 설명할 때는 ‘了’
를 붙이지 않는다. → 我以前常常去爬山。

[일본어Ⅰ]

1 ② 2 ④ 3 ③ 4 ⑤ 5 ⑤
6 ① 7 ① 8 ③ 9 ④ 10 ②
11 ③ 12 ① 13 ④ 14 ② 15 ①
16 ⑤ 17 ② 18 ③ 19 ⑤ 20 ⑤
21 ④ 22 ④ 23 ② 24 ③ 25 ①
26 ④ 27 ⑤ 28 ② 29 ③ 30 ①

1. [출제의도] 단어 철자 알기
ベッド  コップ

2. [출제의도] 단어 뜻 알기
색깔

하양   검정   노랑   (가) 초록
① 맛 ② 고기 ③ 비 ⑤ 생선

3. [출제의도] 단어의 쓰임 알기
③ 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.

4. [출제의도] 음의 길이 알기
人形(にんぎょう) 4박 ① 牛乳(ぎゅうにゅう) 4박 
② 出発(しゅっぱつ) 4박 ③ 少々(しょうしょう) 4박 
④ 外国(がいこく) 4박 ⑤ 写真(しゃしん) 3박

5. [출제의도] 한자 표기 알기
A: 영화표는 어디 있어?
B: 아, 그 표라면 지갑에 넣어 뒀어.

入れる(いれる) 出口(でぐち) 公園(こうえん) 医者

(いしゃ) 急ぐ(いそぐ) 入学(にゅうがく)
6. [출제의도] 일본의 생활 문화 이해하기

 매년 12월 일본에서는 그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
‘올해의 한자’를 선정합니다. 1995년에는 큰 지진이 
있어서 ‘震’이, 2021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‘金’이 
올해의 한자였습니다. 특히 ‘金’은 2000년을 시작으로 
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.

7. [출제의도] 일본의 학교 문화 이해하기
A: 우리 학교는 왜 오키벤이 금지인 거야?
B: 어? ‘오키벤’이라는 게 뭐야?
A: ‘오키벤’은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학생이 책이랑 

노트를 두고 가는 거야. 우리 학교는 그게 금지야.
B: 에, 공부나 숙제를 위한 책만 가지고 가도 되지 

않아? 가방도 무겁고…….
A: 그러니까. 근데 선생님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

연습을 하기 위해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지만, 나는 
학교에 책을 두고 가고 싶어.

① A는 오키벤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. ② A는 
중학교 때 오키벤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. ③ A는 
선생님의 오키벤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. ④
B는 오키벤이 학생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. ⑤
B는 공부를 위해 오키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.

8. [출제의도] 일본의 연중행사 이해하기
 이것은 옛날에 남자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
것의 하나이다.　지금은 ‘어린이날’에 아이를 질병 등으로
부터 지키고,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서 집에 놓는다.

9. [출제의도] 일본의 언어문화 이해하기
 ‘고로아와세’라는 것은 단어 놀이의 하나로, 단어를 
읽을 때 소리가 비슷한 다른 단어와 바꾸거나 하는 
것입니다.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기 
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차 번호 
4649를 ‘욘로쿠욘큐’가 아니라 ‘요로시쿠’와 같이 
음을 붙여 읽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도 고로
아와세를 즐겨 보지 않겠습니까?

10. [출제의도] 일본의 자연 유산 이해하기
 ‘마리모’는 파란빛의 공과 같은 것으로 일본의 몇 개 지
역에 있습니다. 그중에서 홋카이도 아칸코의 것은 특
별천연기념물로, 매우 아름다워서 가장 유명합니다. 마
리모가 야구공 크기로 되는 데는 150년 정도 걸립니다. 
마리모는 깨끗한 환경과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11. [출제의도] 의견 제시 표현하기
A: 처음이라서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, (a)

이대로 괜찮나요?
B: (b) 꽤 괜찮네. 처음치고는 잘했어.
①실례합니다 / 좀 곤란한데 ②신세 졌습니다 / 생각한 
것보다 좋네 ④ 괜찮나요 / 위험해 ⑤ 좀 봐 주세요 / 
당치도 않아

12. [출제의도] 상태 표현하기
A: 다녀왔어.
B: 어서 와. 불꽃놀이 어땠어?
A: 매우 예뻤어.
② 누구랑 가 ③ 언제 시작해 ④ 몇 시까지 해 ⑤
기대하고 있어

13. [출제의도] 의견 표현하기
A: 배고프다. 뭔가 없어?
B: 토마토 있어.
A: 그거 말고 조금 더 단 게 먹고 싶어.
B: 그럼 냉장고 안에 딸기케이크 있으니까 먹어.
① 뭔가 마시고 싶은데 ② 신 걸 좋아해 ③ 매운 것이 
좋은데 ⑤ 따뜻한 것이라면 뭐든 좋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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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[출제의도] 조언ㆍ제안 표현하기
A: 지금 어디야? 나 역 앞이야.
B: 미안, 지금 버스 안인데 엄청 막혀. 늦을지도 모르

니까 먼저 가.
A: 응, 그럼 먼저 갈게.
① 지금 도착했어 ③ 여기서 기다릴게 ④ 버스에서 내
렸어 ⑤ 그렇지 않아

15. [출제의도] 칭찬 표현하기
A: 생일, 축하해요. 이거 a. 열어 보세요.
B: 아, 고마워요. 괜찮아요, 받아도?
A: 네. b.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샀어요.
B: 멋진 넥타이네요. 마침 c. 사고 싶다고 생각하던 

참이에요.
16. [출제의도] 승낙ㆍ동의 표현하기

A: 엄마, 하야시네 놀러 갔다 올게.
B: 그럼 놀러 가기 전에 이 편지 부쳐 줄래?
A: 응, ①좋아 / ②알았어 / ③물론이지 / ④그렇게 할게.
⑤아직 멀었어

[17 ~ 18]
A: 실례합니다. 귀가 아픈데 뭔가 좋은 약은 없을까요?
B: 이것은 어떠세요? 금방 나을뿐더러 졸리지 않아요.
A: 그럼 그것을 주세요.
B: 하루에 세 번, 식사 후에 드세요.　400엔입니다.
A: 알겠습니다.
B: 몸조심하세요.

17. [출제의도] 위로 표현하기
① 잘 지내세요 ③ 덕분에 ④ 계세요 ⑤ 실례합니다

18. [출제의도] 안내 이해하기
약의 복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A는 약을 사러 
온 손님이고, B는 약사이다.

19. [출제의도] 지시 이해하기
<감사합니다, 선생님!>

선생님과 함께해서 힘이 되었던 경험을
학생회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.
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

메일로 보내 주세요.

※ 메일: sakura○○○@bbh.kr
20. [출제의도] 금지 표현하기

A: 여기는 매우 책이 많네요.
B: 아, 여기 도서관이에요. 큰 소리로 이야기(a) 해

서는 안 됩니다.
A: 아, 죄송합니다. 조용히 할게요.
B: 여기서는 안 되지만, 밖이라면 이야기(b) 해도 

상관없어요.
て ください 해 주세요 ても いいです 해도 됩니다

21. [출제의도] 허가 표현하기
학습실 이용

□ 학습실 이용 시간
【오전】08:20~08:50
【오후】17:20~18:10, 19:10~20:30

□ 학습실을 이용하기 전에
   일지에 이름과 이용하고 싶은 자리 번호, 이용 

시간을 씁니다.

□ 학습실을 이용할 때는
 - 학습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삼가 주세요.
 -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한 달간 학습실 이용을 

할 수 없습니다.

22. [출제의도] 격려 표현하기
유미: 내일 영어 시험이 있어서 걱정이야.
나미: b. 분명히 잘될 거야 / c. 유미라면 괜찮아. 열심히 

공부했잖아.
a. 정말 걱정이네

23. [출제의도] 권유 이해하기
빨강은 ‘멈춘다’라고 배웠어요!

① 쓰레기를 주웁시다. ② 신호를 지킵시다. ③ 스마트
폰을 보면서 걷지 맙시다. ④ 자연을 소중히 합시다. 
⑤ 닫히는 문에 주의합시다.

24. [출제의도] 상황 설명 이해하기
 ‘삼자면담’은 선생님과 보호자 그리고 학생 세 명이 
학교나 집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 등을 서로 이야
기하는 것이다.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전에 
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. 삼자면담을 하면 보호자는 
자녀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고, 선생님은 집에서만 
보여 주는 학생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다. 한국에도 
비슷한 면담이 있는데 3월 중에 보호자와 선생님 
두 명이 만나서 면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.
① 한국에서는 언제나 삼자면담을 한다. ② 선생님이 
학생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. ③ 선생님은 학생의 
새로운 면을 알 수 있다. ④ 보통 일 년에 두 번, 여름 
방학과 겨울 방학에 한다. ⑤ 학생이 들어갈 대학을 
결정하기 위해서만 한다.

25. [출제의도] 장소 이해하기
나오: 이번 달 내 자리 싫어. 빨리 바꾸고 싶어. 창가 쪽 

제일 뒤에 앉고 싶었는데, 그 자리는 스즈키로 
정해졌어.

루미: 그래서 나오 네 자리는 어딘데?
나오: 스즈키 옆이야.

26. [출제의도] 감정 표현하기
겐타: 여기가 민수의 방이야.
민수: 우아, 정말 넓고 밝은 방이네.
겐타: b. 그런가, 고마워 / c. 칭찬해 주니 기쁘네.
      그럼, 집을 안내해 줄게. 여기가 내 방이야.
a. 신경 쓰지 마

27. [출제의도] 문장 연결 알기
①그것은 다나카 씨 밖에 못 해요. しか + 부정문 ②나
중에 멋진 차를 갖고 싶어요. を → が ③근처에 산이 
있어서 매일 아침 올라가요. で → に ④지금 운전 중
이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. 私に → 私から ⑤이 
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은행이 있어요.

28. [출제의도] 조사 표현 알기
이 게임은 생각한 만큼 어렵지는 않다.

29. [출제의도] 동사 활용 알기
A: 안색이 나쁘네요. 무슨 일이에요?
B: 어제부터 열이 있어서…….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

것 같아요.
A: 오늘은 빨리 가는 편이 좋겠어요.
たまま ~한 채, ただけ ~한 만큼, 동사 원형+ところ 
막 ~할 참, たばかり 막 ~한 참

30. [출제의도] 문장 표현 알기
A: 여기 스키야키, 맛있어요?
B: 네, (a) 맛있었어요. (b) 아직 안 먹어 봤어요?
   (c) 다음 주까지 절반 가격이래요. 한번 먹어 봐요.
A: 그렇지만 스키야키 가게에 (d) 혼자 가는 것은 

조금…….
B: 그럼, (e) 주말에 함께 갈까요?
(a) おいしいでした → おいしかったです

[러시아어Ⅰ]

1 ③ 2 ② 3 ④ 4 ⑤ 5 ①
6 ④ 7 ⑤ 8 ② 9 ⑤ 10 ①
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④
16 ③ 17 ① 18 ② 19 ② 20 ④
21 ⑤ 22 ⑤ 23 ① 24 ③ 25 ③
26 ③ 27 ④ 28 ⑤ 29 ② 30 ⑤

1. [출제의도] 모음 약화 알기
주의하세요! [о]

모음 о가 강세 바로 앞에 있을 때는 [а]로 발음된다.
① 나는 자고 싶다. [а] ② 몇 시야? [а] ③ 그는 우
유를 마신다. [о] ④ 아빠는 창문을 닫았다. [а] ⑤ 
레나는 나보다 젊다. [а]

2. [출제의도] 자음의 발음 알기
① 너 무슨 일 있어? [ш]-[ч] ② 네 친구는 축구 
하고 있니? [д]-[д] ③ 그의 생일이 언제지? [г]-
[в] ④ 내 아내는 연필로 쓰고 있다. [ж]-[ш] ⑤ 
우리는 막심을 전시회에서 보았다. [в]-[ф]

3. [출제의도] 어휘의 글자 알기
러시아 역사에서는 19세기를 «황금의 세기»라고 부

른다. 푸시킨,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위대한 작가와 시
인들이 이 시기에 살았다.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
할 뿐만 아니라, 한국에서도 유명하다.
истории, девятнадцатый, называют, великие, поэты, 
Корее
① коньки ② кресло ③ яблоко ④ дерево ⑤ стакан

4. [출제의도] 부사의 의미 알기
이 사람은 내 여자 친구 소냐다. 그녀는 대학에서 

영어를 공부하고 있다. 그녀는 영어를 c. 아주 잘 / d. 
유창하게 한다.
a. 덥게 b. 아프게

5. [출제의도] 동사의 의미 알기
А: 시계가 어디에 있니?
Б: 시계는 벽에 걸려 있어.
② 놓여 있어 ③ 날아가고 있어 ④ 앉아 있어 ⑤ 서 
있어

6. [출제의도] 칭찬 표현하기
А: 엄마, 나 오늘 물리 시험 통과했어요.
Б: ① 훌륭해 / ② 잘했어 / ③ 대단해 / ⑤ 축하해, 

미샤!
А: 고마워요.
④ 시험이 코 앞이다

7. [출제의도] 약속 표현하기
А: 너 나랑 수영장 다니지 않을래?
Б: 엄청 좋지. 나는 항상 수영을 잘하고 싶었어. 같

이 수영 배우자.
А: 좋아. 그렇게 하자!
Б: 그렇게 하자!
① 안 돼 ② 이게 누구야 ③ 좋은 아침이야 ④ 존경
을 담아

8. [출제의도] 추측 표현하기
А: 내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풀어 봤는데, 답을 못 

찾았어.
Б: a. 내 생각에 / d. 내 생각에, 이 문제는 어려운 

것 같아. 내가 도와줄게.
b. 그저 그래 c. 천만에

9. [출제의도] 환영 표현하기
자작나무 세 그루/시작 화면/레스토랑에 대해/소식/ 

메뉴/사진
레스토랑 «자작나무 세 그루»


